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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aims to develop a flipped classroom (or flipped learning) plan using 

mobile collaborative learning in order to promote students’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an elementary school in Korea. The problems found in 

the current practice of intercultural teaching were, firstly, efforts to promote students’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went largely unheeded and, secondly, 

insufficient information was made available for an effective intercultural teaching 

method. Nevertheless, learner-centered approaches such as collaborative or project-

based learning are strongly recommended in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revised 

in 2015.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a flipped classroom plan using mobile 

collaborative learning with specific learning goals, objectives, tasks, and an 

assessment in order to provide an effective environment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to activate student-centered learning. A four-step 

class procedure was introduced: pre-class (online), intro-class (offline), in-class 

(offline) and post-class (online). In each stage, detailed class activities were presented 

for teacher and students. Lastly, an assessment of students’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over a semester was presented. The study suggests that such 

an approach could offer a solution for effective intercultural teaching and active 

student-centered learning that could be applied in the current English elementary 

school classroom in Korea. 

 

 

I. 서론 
 
요즘과 같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상호 교류할 기회가 

많은 국제화 시대에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 및 개방적인 태도 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문화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진승희, 2018a).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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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이란 다양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Byram, 1997). 이러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은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비하여 국내 영어교육은 2007년과 2008년 개정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영어를 ‘국제어’로 정의하고 국제화 시대에 각국의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경희, 2014; 김소연, 박주경, & 한은희, 2013). 학습자들은 이제 

원어민 화자가 아닌 문화간 화자(intercultural speaker)로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김진석, 2016). 문화간 화자란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화자로 문화 및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다른 

관점 및 인식을 받아들이고, 다른 관점들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고, 다른 

점에 대한 평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Byram, Nichols, & Stevens, 

2001). 최근 2015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문화 요소가 보다 더 강화되었고 

고등학교 진로 선택과목으로 ‘영어권 문화’란 심화과목이 개설되는 등 문화 

학습은 한국 영어교육의 중요한 학습목표가 되었다. 이렇듯 한국의 

영어교육은 그동안 언어기능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성공적인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국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관련 

수업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교사들의 준비도 및 전문성이 부족하였고 언어 

및 문화를 통합한 수업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낮았으며 수업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및 정보가 부족해 교실에서 효과적인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영어 

교실에서 문화수업이 주로 사진이나 CD-ROM 등의 자료를 사용하는 매우 

단편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초등학교의 주당 적은 시수의 영어수업은 문화수업을 

제대로 구현하기가 부족하므로(김진석, 2015)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 방안에 대한 연구가 촉구된다. 즉, 초등학교 영어 교실에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이 효과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어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 방법으로 모바일 협력학습(mobile 

collaborative learning) 기반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진석(2017)은 초등학교 영어 교실의 부족한 수업 시수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문화수업을 위해 플립러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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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토의·토론,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실로의 변화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가 활용한 모바일 협력학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협력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수업 방안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다(진승희, 

2018b). 아직까지 초등학교 영어 교실에 모바일 협력학습을 활용한 

플립러닝을 실시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초등학교 영어 

교실에 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협력학습이 가능한 모바일 협력학습을 

기반으로 한 플립러닝 수업 방안을 제시하여 부족한 영어수업 시수 안에서 

효과적인 문화 학습 및 적극적인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교수자가 교실 현장에서 이 수업 방안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의 목표, 단계별 수업 활동 및 과제, 평가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플립러닝 
 

플립러닝 혹은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은 콜로라도 주 한 고등학교의 

두 화학교사인 Bergmann과 Sams(2012)에 의해 고안되어 발전된 교수·학습 

방법으로 기본적인 개념은 전통적인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하던 것을 집에서 

하고 집에서 숙제로 하던 것을 학교 교실에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플립러닝은 교실에서 교사가 단순히 강의를 전달하는 

역할은 불필요하며 학생들은 혼자 강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이 강의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보았다(Bergmann & Sams, 2012). 따라서 플립러닝에서 학생들은 

수업 전 과제로 교사가 제작한 온라인 비디오 강의를 시청하고 교실 수업 

중에는 교사와 함께 온라인 강의 내용 중 어려웠거나 이해하지 못한 개념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그 후 학생들은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한 다양한 개별 및 소규모 그룹 활동을 통해 심화학습을 진행한다. 

플립러닝의 목적은 일방적인 강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탐구기반학습(inquiry-based leanring)이 

가능한 학생 중심 수업으로 변화하는 것이다(Bergmann & Sams, 2012). 그림 

1은 플립러닝과 전통적인 수업의 차이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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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플립러닝(University of Washington, 2018) 

 

즉,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교사가 먼저 가르치고 학생이 그 후에 복습 및 

과제를 하는 것이라면 플립러닝은 학생이 먼저 학습하고 이후 교사와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같이 확인 및 복습하는 등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학생 참여 중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플립러닝의 핵심은 온라인 

비디오 강의 학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 교실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에 

있으며 교사의 역할은 단순한 강의 전달자에서 전문가적인 피드백을 주고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개인 지도교사(tutor)로 변화한 것이다(Bergmann & 

Sams, 2012). 수업 전 강의 동영상 제작은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의를 파워포인트로 제작 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를 교사의 목소리와 

주석들과 함께 녹음할 수 있는 스크린 캐스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쉽게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온라인에 배포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용 비디오는 

보통 전통적인 교실에서 수업 후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데 걸렸던 시간과 

비슷한 10-15분 내외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소화하기 쉽게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이 좋다(Bergmann & Sams, 2012). 플립러닝은 어느 한 

가지 정해진 절차나 방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수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Bergmann & 

Sams, 2012). 

이러한 플립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학습환경을 혼합한 

블렌디드 학습(blended learning)과 공통점을 가지나 플립러닝에서 온라인 

학습은 오프라인 학습을 위한 선행학습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온·오프라인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고(안미리, 2016; Kang, 2015) 블렌디드 

학습에서는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과는 별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플립러닝을 블랜디드 학습 방법의 특화된 

방법으로도 볼 수 있다(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2017). 플립러닝은 온라인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양한 개별 및 소규모 그룹 활동을 

통해 심화학습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도 학습 및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고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통신기술(ICT) 도구와 같은 교육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는 21세기 미래교실에 적합한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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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플립러닝은 여러 문헌에서 전통적인 수업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 주목받고 

있다(서예은 & 성귀복, 2015; 이아영 & 김혜련, 2017; 이정은 & 정혜영, 2017; 

Huang & Hong, 2016).  

해외 문헌을 살펴보면 언어교육 분야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교수·학습 

방법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언어 

수업 환경에 플립러닝 적용 시 가장 큰 장점으로는 입력(input) 중심(예, 어휘 

설명)의 수업 시간이 줄고 출력(output) 중심(예, 어휘를 활용한 소규모 그룹 

활동 하기)의 활동이 늘어날 수 있어 효과적인 언어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Hung, 2017). 플립러닝을 적용한 영어수업에 대한 연구로 Huang과 

Hong(2016)은 고등학생들의 영어 독해실력 발달을 위해 디지털 비디오와 

웹기반 기술을 사용해 플립러닝 영어 교실을 운영하였고 이러한 플립러닝은 

학생들의 영어 독해실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Hung(2015)의 연구는 영어 의사소통 수업에서 온라인 프로젝트 학습의 

일종인 웹퀘스트(WebQuests)를 통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 플립러닝을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플립러닝을 통해 학습한 그룹의 학습 성취도, 참여도 

및 학습 태도가 통제그룹에 비해 긍정적으로 향상하였다. 또한 Hung(2017)은 

학생 반응 시스템(student response system: SRS)을 적용한 플립러닝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말하기 기술(oral skill)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연구 결과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기술이 향상하였고 의사소통 의지(willingness to 

communicate)가 높아졌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플립러닝을 통한 학습 경험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국내 문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플립러닝 영어수업 관련 연구로 

이동한과 김동규(2016)는 초등영어 학습부진아를 위한 수업으로 플립러닝을 

활용한 수업지도방안을 고안하여 제시하였고 김진석(2017)은 플립러닝 기반 

문화수업 모형을 제시해 초등학교 영어 교실에서 효과적인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제로 

플립러닝을 실시한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로는 이아영과 

김혜련(2017)과 이정은과 정혜영(2017)의 연구가 있다. 이아영과 

김혜련(2017)은 플립러닝 수업이 초등학교 5학년 학습자의 영어 성취도와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통적인 수업과 비교하여 

알아보았고 그 결과 플립러닝으로 학습한 학생들의 영어 향상도가 

전통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의 영어 향상도보다 높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수업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정은과 정혜영(2017)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능력, 창의적 인성 함양 및 

학습몰입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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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플립러닝 관련 해외 및 국내의 여러 문헌에서 검증되고 있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는 플립러닝이 국내 영어 교실에서 효과적인 수업 

방법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플립러닝이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아직까지 주제, 내용, 방법 

면에서 관련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해 

플립러닝을 적용한 연구는 현재까지 김진석(2017)의 플립러닝 기반 초등영어 

문화수업 모형을 제시한 논문만이 발견되었다. 김진석(2017)은 초등학교 

영어수업의 제한된 시수로 인해 문화수업을 구현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업 전 온라인 수업 활동을 통해 문화 관련 

주제에 대해 미리 학습하고 교실 내 수업에서 문화 관련 주제 중심의 통합 

활동이나 기능 통합의 활동을 통해 심화학습이 가능한 플립러닝 활용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초등학교 영어 교실에서 효과적인 

문화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립러닝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김진석(2017)의 

논의와 같이 플립러닝이 제한된 시수 안에서 문화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문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보며 김진석(2017)의 문화수업 모형에 

근거하여 주어진 시수 안에서 보다 효과적인 언어 및 문화가 통합된 수업이 

가능하고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협력학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모바일 협력학습이 활용된 플립러닝 수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최근의 2015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문화를 소재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정하여 문화 요소를 더 강화하였으며, 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는 

이제 원어민 화자가 아닌 문화간 화자로 문화간 화자가 되기 위해서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 증진과 함께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함과 동시에 우리의 문화를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 구성 요소는 문화간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이며  

1) 태도, 2) 지식, 3) 해석과 연관성 기술, 4)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 5) 비판적 

문화 인지인 다섯 가지 구성 요소의 발달을 통해 문화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Byram 외 2인, 2001). 이러한 각각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는 문화간 능력 

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 목표 및 평가 방법의 틀로 사용할 수 있다(Byram, 

2009).  

초등교육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문화 지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이혜경, 2018) 초등영어 교육 목표는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에 흥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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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주변의 일상생활 주제에 관해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문화 학습을 통해 다양한 세계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포용의 태도를 기르며 미래 국제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교육부, 2015).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및 발달 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통하여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통신기술 도구 같은 교육 매체를 적절히 활용한 학습 방법이 권장되고 

있다. 또한 개별 학습과 모둠 학습과 같은 학생 중심 수업활동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등영어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해 초등학교 영어 교실에서 언어 및 문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 수준 

및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생 중심 수업활동과 멀티미디어 자료나 

정보통신기술 도구를 활용해 학습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수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촉구된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선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영어 교실에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수업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이유로 첫째, 

교사의 전문성 결여를 들 수 있다. 주현진과 권영환(2016)이 연구한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인식 조사에서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문화 지도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함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화수업에 대한 교사 연수, 교사 동아리, 문화 강좌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박용규와 박주경(2011)은 초등영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예비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에 문화 및 문화교육에 대한 교과목이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과목이 

있더라도 선택교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초등영어 교실에서 

효과적인 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비 초등교사 양성기관에 문화교육 

교과목을 개설해 예비 초등교사들의 문화수업 관련 지식과 실력의 향상이 

필요하고 현직 영어교사를 위한 문화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둘째로, 문화 및 언어가 통합된 수업 방법에 대한 인식 및 정보가 

부족하다. 고경희(2014)의 연구는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문화교육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며 

문화와 언어가 통합된 수업 방법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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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언어와 문화의 두 요소를 밀접히 접목시켜 수업할 수 

있고 이러한 문화와 언어가 통합된 수업 방법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학생들의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셋째로, 문화교육을 위한 수업자료 및 교수·학습 방법이 제한적이다. 

주현진과 권영환(2016)은 초등학교 5학년 영어 교실의 문화수업 현장에 직접 

참여한 연구로 교과서의 문화 차시 구성이 대부분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제시되어 있어 효과적인 문화수업을 하기에 수업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수업 

운영이 대부분 교과서의 문화 부분 자료 읽기, CD-ROM 속의 콘텐츠를 

확인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교수·학습 방법이 매우 단편적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설명 위주의 수동적 수업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 참여 활동 중심의 

수업 방식인 문화게임, 역할극, 책, 포스터 만들기, 토의·토론, 조사 발표하기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문화수업 

관련 교사 모임과 누리집이 만들어져 교수·학습 방법의 노하우 및 

수업자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문화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문화수업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다. 비슷한 연구로 강순여와 홍경선(2016)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5·6학년 영어과 검정 교과서 5종에 나타난 문화 

지도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대부분 그림이나 사진 보며 

추측하기, 동영상 시청, 인터넷 검색에 치중하여 문화 지도를 하고 있어 

영어과 수업에서 문화 내용을 가르칠 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넷째로, 초등영어수업 시수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영어수업은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으로 실제 교실 

수업은 대부분 의사소통 기능과 언어형식을 학습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어 문화수업을 제대로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김진석, 

2015). 또한 고경희(2014)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은 교과서 진도를 

따르면서 문화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시간상 힘든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 주었다. 고경희(2014)는 수업 시간에 교과서의 전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효과적인 문화수업을 하기에 가장 큰 장애물로 

보이며 교사의 판단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을 취사선택할 수 있고 학습 

내용에 따라 학습자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 및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째로, 문화수업의 평가 방법 및 문화 관련 성취 기준의 부재이다. 

김진석(2016)은 국내 초등학교 영어 교실에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관련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교육과정에 문화 관련 성취 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업 평가 방법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밝혔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문화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 

목표, 성취 기준 및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 교사들이 수업 설계, 계획,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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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어려움이 없어야 하겠다. 

요약하자면 현재 한국 초등영어 교실의 문제점은 1) 교사의 전문성 부족, 2) 

문화 및 언어가 통합된 수업 방법에 대한 인식 및 정보 부족, 3) 수업 자료 

및 교수·학습 방법이 제한적, 4) 수업 시수의 부족, 5) 수업 평가 방법 및 문화 

관련 성취 기준의 부재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한국 초등영어 교실에서 

학생들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이 실질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문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 자료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주어진 수업 시수 안에서 효과적인 문화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 및 언어가 통합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업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관련 성취 

기준 및 평가 방법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해 모바일 협력학습을 활용한 초등영어 플립러닝 

수업 방안을 통해 주어진 수업 시수 안에서 효과적인 문화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수업 목표, 문화 관련 성취 기준, 수업 단계별 자세한 수업 

활동과 평가 방법을 제시해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3. 모바일 협력학습 
 

협력학습은 학생들이 짝 혹은 모둠으로 구성되어 급우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 

중심의 학습(진승희, 2018b; Wang, 2007)이다. 교실에서 다양한 학습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수업의 목표 및 

학습 성취 기준을 함께 협력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과정중심적 학습 방법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돕고 효과적인 협력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자 혹은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14). 최근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보면 21세기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협력학습과 같은 다양한 학생 

중심 수업활동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진승희, 2018b). 협력학습은 학생 중심의 

수업 활동이 필요한 다양한 수업 환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2014)이 제시한 협력학습 모델을 살펴보면 협력학습의 

단계는 크게 ‘협력학습 설계 → 협력학습 실행 → 협력학습 반성’의 3단계로 

나뉘고 협력학습 실행 단계는 ‘개별 학습 → 모둠 내 학습 → 모둠 간 

학습’의 3단계 절차에 따라 면밀히 구성되어야 한다. 소규모 그룹 활동 

자체가 협력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교실에 협력학습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협력학습의 절차를 분명히 따라 수업설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교사는 협력학습이 필요한 단원 및 차시를 선정하고 협력학습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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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지 검토 후 교과재구성을 통해 절차에 따라 협력학습을 적용할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교실이란 전통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협력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Hsu & Ching, 2013). 즉,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Hsu & Ching, 2013; Johnson, Levine, Smith, & Stone, 2010)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협력학습, 혹은 모바일·컴퓨터 기반 

협력학습(Lee, 2011; Sung, Yang, & Lee, 2017)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기기의 

특징인 휴대성, 연결성,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 인지에 유리한 점 등을 

활용한 모바일 협력학습(Lee, 2011)의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협력학습이 

가능하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협력학습에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진승희, 2018b). 

Alvarez, Alarcon과 Nussbaum(2011)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으로 

협력(collaboration)과 아이패드(iPad)의 합성어인 콜패드(Collpad) 스크립트를 

개발한 연구로 협력학습의 각 단계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을 소규모 

그룹(모둠)으로 구성 후 1) 과제 제시(problem statement), 2) 개별 학습 후 답 

제시(individual answer), 3) 소규모 그룹(모둠) 내 협력학습을 통한 공동 결정 

(collective decision), 4) 새 제안 제시(new proposal), 5) 교수자의 중재 아래 교실 

전체 토론(in-class discussion), 6) 결과물 완성(conclusion)인 6가지 단계로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Alvarez외 2인(2011)이 제시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인 콜패드 스크립트 모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 

Alvarez외 2인(2011)의 콜패드 스크립트의 단계 

 

그림 2의 모바일 기기 활용 협력학습인 콜패트 스크립트 단계(Alvarez외 

2인, 2011)를 살펴보면 기존의 전통적 협력학습 모델에서와 같이 ‘개별 학습 

→ 모둠 내 학습 → 모둠 간 학습’을 기본 구성으로 하며 5단계에 해당하는 

Problem Statement Individual Answer Collective Decision New Proposal 

In-Class Discussio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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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체 토론을 제외하고는 모든 협력학습 단계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즉, 수업 전 온라인으로 교수자가 과제를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모둠별로 온라인에서 모여 개별 학습과 모둠 내 학습을 

진행해 모둠 내 학습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후 오프라인 수업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모둠 내 협력학습 결과물을 토대로 교수자의 중재 아래 

전체 학생들과 자신들이 협력학습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등의 모둠 간 

학습을 통해 심화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듯 모바일 협력학습은 

교실이란 오프라인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온라인 학습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학습자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학습이 가능해져 협력학습의 기회가 

다양해졌으며 협력학습의 대부분의 단계가 온라인에서 진행될 수 있어 

주어진 수업 시수 안에서도 얼마든지 협력학습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영어수업에 모바일 협력학습을 실시한 연구를 살펴보면 

Kirsch(2016)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패드 전용 언어학습 

어플리케이션(앱)인 아이테오(iTeo; Weber, 2019)를 사용하여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협력학습 과제를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스토리텔링 

협력학습 활동은 초등학생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 및 말하기 기술(oral skill) 

실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줬다. Avci와 Adiguzel(2016)의 연구는 

왓츠앱(Whatsapp; Whatsapp Inc., 2019)이란 모바일 메신저 앱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기반 모바일 블렌디드 협력학습을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 및 어휘 실력과 구어체 영어 기술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Ilic(2015)은 EFL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모바일 협력 과제를 

수행한 사례연구로 학생들의 학습 습관(예, 과제 수행 시간 및 장소)과 학습 

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국내 문헌으로 진승희(2018b)는 

대학생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플래시카드 앱을 사용한 

어휘학습 및 페이스북(Facebook; Facebook Corp., 2019) 앱을 활용한 모바일 

협력학습을 시도하여 학생들의 어휘실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폰 앱 기반 어휘학습 및 모바일 협력학습을 실시한 학생들이 

전통적인 어휘학습 방법인 종이 플래시카드를 사용한 학생들보다 어휘의 

단기 및 장기적 기억력 향상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또한 스마트폰 앱 

기반 어휘학습 및 모바일 협력학습을 한 그룹의 어휘실력 발달 정도가 

전통적인 어휘학습을 한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나 

이러한 새로운 시도의 어휘학습 방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어휘학습 방법보다 

학생들 어휘실력 향상에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유혜정(2014)은 중학생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앱인 

카카오톡(Kakaotalk; Kakao Corp., 2019)의 그룹 채팅방을 활용해 모바일 

블랜디드 협력학습을 실시해 이러한 협력학습이 학습자들의 영어 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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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 및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학생들은 모바일 

협력학습 과제를 통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노력이 극대화되는 등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하였고 그 결과 영어 문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과 

흥미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적극성이 향상되었다. 

이렇듯 교실이란 제한된 공간에서 면대면으로만 협력학습이 가능했던 

예전과 다르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협력학습의 기회가 온라인으로 

확장되었고 최근의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새로운 

방식의 모바일 협력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진승희, 2018b).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특징과 장점을 활용한 모바일 협력학습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들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가능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협력학습이 가능해졌고 특히 협력학습의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어진 수업 시수 안에서 학생 중심 수업인 협력학습을 

활용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수업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모바일 

협력학습은 아직 도입 단계에 있어 이에 대한 이론적 기반 및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된 실증적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아직까지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해 모바일 협력학습이 활용된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고 모바일 

협력학습 관련 연구가 대체로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탐구는 모바일 

협력학습 및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관련 수업 방법의 활성화 및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모바일 협력학습 활용 
 초등영어 플립러닝 수업 방안 

 
1.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모바일 협력학습 활용  

초등영어 플립러닝 수업 목표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영어교과목의 주어진 수업 시수 안에서 효과적인 언어 및 문화가 

통합된 수업이 가능하고 학생 중심 수업활동인 협력학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모바일 협력학습을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 방안의 목표는 초등학생 학습자들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차이점을 포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며 미래 국제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협력학습을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은 

학습자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실에서 진행하는 협력학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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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업을 수행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 등 바른 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 참여 중심 활동이 활성화 

된 모바일 협력학습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 및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2.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모바일 협력학습 활용  
초등영어 플립러닝 수업 방안 

 

본 연구가 제시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모바일 협력학습 

활용 초등영어 플립러닝 수업 방안은 김진석(2017)이 현장 적합성 검토를 

통해 제시한 플립러닝 기반 문화수업 모형의 4단계, ‘수업 전 → 수업 도입 

→ 수업 중 → 수업 후’를 기반으로 모바일 협력학습을 활용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구안한 것이다. 모바일 협력학습은 부산광역시교육청(2014)의 

협력학습 모형 및 Alvarez외 2인(2011)의 콜패드 스크립트 협력학습 단계의 

절차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협력학습의 설계 및 도입 → 개별 학습 → 

모둠 내 학습 → 모둠 간 학습 → 협력학습의 정리 및 평가’의 다섯 가지 

단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바일 협력학습을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 모형은 그림 3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  

모바일 협력학습을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 모형 

오프라인 온라인 
 

1)수업 전 2)수업 도입 3)수업 중 

온라인 

4)수업 후 

문화수업 
모형 4단계 
(김진석, 
2017) 

플립러닝 

모바일 협력 
학습  
5단계 

1)협력학습 
설계 및 도입 

4)모둠 간 
협력학습 

5)협력학습 
정리 및  
평가 2)개별 학습 

3)모둠 내 
협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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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 모바일 협력학습 기반 플립러닝 수업의 모형을 간략히 살펴보면 

수업 전에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며 이때 모바일 협력학습의 세 단계인 1) 

협력학습 설계 및 도입, 2) 개별 학습, 3) 모둠 내 협력학습을 실행한다. 그 후 

오프라인 교실 수업이 실시되고 수업 중 단계에서 모바일 협력학습의 네 

번째 단계인 4) 모둠간 협력학습을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수업 후 단계에서 

다시 온라인 학습 활동으로 모바일 협력학습의 마지막 단계인 5) 협력학습 

정리 및 평가가 진행된다. 본 연구는 이 수업 모형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 각 

수업 단계별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수·학습 활동 및 

협력학습 활동을 해야 하는지 활동 모형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업 방안을 실행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른다. 첫째, 본 수업은 수업 전 및 수업 후 활동으로 온라인 학습이 

진행되므로 학생이 이러한 온라인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가정에 무선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미리 사전에 조사하여 플립러닝 수업 방안의 

온라인 학습에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수업 방안은 영어의 네 가지 언어 기술 및 문화 요소를 통합한 

수업으로 학교 본시 수업 중 문화 학습이 필요한 어느 수업이든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문화 관련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둠별 협력활동이 제시되므로 

교과 단원의 특성에 따라 협력학습의 필요성 여부를 잘 파악해서 수업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교사와 학생 및 학생들 간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학생들의 협력학습 활동에 교사의 피드백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협력학습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며 학습을 장려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우며 학생들 

간에 토론 및 협력학습이 잘 일어나도록 격려해야 한다.  
 

1) 수업 단계별 활동 모형 

 

(1) 수업 전(교실 밖/온라인) 활동 모형 
 

표 1 
수업 전(교실 밖/온라인) 활동 모형 

수업 
단계 

협력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수업 전 
(교실 
밖/온라인) 

협력학습의 
설계 및 도입 

학습자 
활동 

1)온라인 교실의 동영상 강의 자료 학습 
2)자신이 속한 모둠 확인 
3)모둠별 할당된 과제 확인 

교수자 
활동 

1)온라인 교실에 동영상 강의자료(언어 형식 및 
의사소통 기능 표현, 문화 관련 내용) 제시 

2)모둠 구성, 모둠별 교실 생성 
3)모둠별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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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학습 
학습자 
활동 

1)모둠별 과제 수행: 문화 관련 자료 찾고 
학습하며 개별 학습 

모둠 내 
협력학습 

학습자 
활동 

1)개별 학습한 내용 및 결과물 공유 
2)모둠 내 토론활동 및 협력학습으로 새로운 
결과물 생성 

교수자 
활동 

1)학생들의 모둠 내 토론 활동 및 협력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활동 장려 및 친화적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 

 

수업 전 단계는 교실 밖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이다. 플립러닝이 

실시되어 전통적인 교실에서 진행하는 강의 위주의 수업이 수업 전 단계인 

온라인 수업에서 실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초등학생들이 쉽게 

모바일 기기로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교실을 미리 개설해야 한다. 온라인 

교실에서 이뤄지는 학생들의 주요 학습활동은 1) 교수자가 제작한 동영상 

강의 보기(10-15분 내외)와 2) 문화 관련 개별 학습 및 모둠 내 협력학습 

하기이므로 동영상 강의 업로드가 가능하고 협력학습을 위해 활발한 

상호작용이 용이한 온라인 플랫폼을 선정한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수업 전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으로 교수자는 

교과서 단원의 학습 목표에 맞는 언어(어휘, 언어 형식, 의사소통 기능 등) 및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직접 제작하거나 인터넷 상에 있는 

동영상 자료를 찾아 온라인 교실에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문화와 언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동영상 강의 자료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수자가 자신이 원하는 강의 내용을 파워포인트에 작성 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를 자신의 설명과 함께 녹음할 수 있는 스크린 캐스팅 

소프트웨어를 통해 쉽게 동영상 강의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자료는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집중할 수 있도록 분량이 적고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수업 전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바일 협력학습의 세 

단계인 1) 협력학습의 설계 및 도입, 2) 개별 학습, 3) 모둠 내 협력학습이 

온라인 교실에서 실행된다. 모바일 협력학습은 학생들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위해 실행하는 것으로 태도, 지식, 이해와 인식, 기술(김진석, 

2017) 등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구성 요소를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YBM사의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교과서(최희경 외 8인, 2018)의 

단원 7의 문화 학습 목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생일 축하방법에 대해 

알기이다. 이를 통해 각 나라별 생일을 축하하는 방법 알기(지식), 다른 나라 

생일 축하 문화에 대해 호기심 및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기(태도), 문화간 

차이점 및 공통점 비교하기(기술), 문화간 차이점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각 문화의 고유성 존중하는 마음 기르기(이해와 인식)를 통해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각 구성 요소를 발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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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 단계에서 실행될 모바일 협력학습의 각 단계를 살펴보면 첫째, 

‘협력학습의 도입 및 설계’에서 교수자는 모둠을 구성하고 온라인 교실 내에 

모둠별 커뮤니티를 따로 구성하여 각 모둠별 과제를 제시한다. 모둠별 

과제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를 발달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한다(예, 모둠별로 각각 다른 나라(멕시코, 미국, 중국 등)의 생일 축하 

방법 자료 찾기). 둘째, ‘개별 학습’ 단계는 학생들이 모둠별 할당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세계 문화에 대한 정보 등 자료를 찾는 개별 학습이 

이루어진다(예, 각 나라의 생일 축하 방법에 대한 자료 찾기). ‘개별 학습’ 

단계는 학습자들이 문화 관련 수업 과제에 대해 직접 자료를 찾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정교화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셋째, ‘모둠 내 협력학습’ 단계는 학습자들이 모둠별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여 각자 개별 학습한 내용인 결과물을 공유한다(예, 각 

나라별 생일 축하 방법에 대해 개별 학습한 결과물 공유하기). 모둠 내 

토의·토론 등의 협력학습을 통해 각 구성원들이 제시한 학습 결과물을 

통합하거나 재구성하여 결과물을 생성한다(예, 개별 학습 결과물들(사진, 기사, 

설명, 동영상, 연극 등) 중 각 나라별 생일축하 방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2-3개 선택하여 재구성 및 통합해 결과물 생성).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둠 속에서 개인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대인관계 능력 향상 및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교수자는 세 번째 단계인 ‘모둠 내 협력학습’ 

단계에서 학생들의 토의·토론 및 협력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의 협력학습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는 등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고 친화적 온라인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는 스마트폰 앱인 밴드(Band; NAVER Corp., 2019)를 사용해 모바일 

협력학습 활용 플립러닝 온라인 교실을 만든 것으로 교수자가 학급 전체 및 

모듬별 온라인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밴드(Band; NAVER Corp., 2019)를 사용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교수자는 전체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급 전체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에 더하여 모둠별 협력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둠별 커뮤니티를 각각 따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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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바일 협력학습 활용 플립러닝 온라인 교실의 예시 

 

(2) 수업 도입(교실 내/오프라인) 활동 모형 

 

표 2 
수업 도입(교실 내/오프라인) 활동 모형 

수업  
단계 

협력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수업 
도입 
(교실 내) 

해당사항 
없음 

학습자 
활동 

1)수업 전 단계에서 학습한 언어 및 문화 관련  
수업 내용에 대한 상기 및 확인 

2)사전 수업 내용 질문 

교수자 
활동 

1)온라인 교실에 제시한 언어 및 문화 관련 동영상 
수업자료 한 번 더 제시하거나 핵심 주제 직접적으로 
요약 설명. 

2)온라인 동영상 강의 자료 관련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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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수업 도입 단계는 오프라인 교실에서 실시하며 

교사는 학습자들이 이미 수업 전 단계에서 학습한 언어 및 문화 관련 사전 

수업 내용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도록 동영상 수업 자료를 한번 더 

제시하거나 온라인 강의 자료의 핵심 주제를 직접적으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후 동영상 강의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학습자들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며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한다.  

 

(3) 수업 중(교실 내/오프라인) 활동 모형 

 

표 3 
수업 중(교실 내/오프라인) 활동 모형 

수업 
단계 

협력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수업 중 
(교실 내) 

모둠 간 
협력학습 

학습자 
활동 

1)언어 연습(예, 언어 형식 및 의사소통 기능 등) 
2)모둠별 발표: 문화 관련 주제에 대해 모둠 내 
협력학습 활동으로 생성된 결과물 전체 공유 

3)모둠 간 토의·토론 및 다양한 협력학습 실시 (예, 
문화적 차이점 및 공통점 발표하기, 문화충격 관련 
경험 공유하고 해결 방안 찾기(김진석, 2017) 등) 

교수자 
활동 

1)모둠 간 협력학습 활동 촉진 
2)피드백 및 추가 학습자료 제시 
3)전체 수업 내용 정리 

 

표 3에서 보듯이 수업 중 단계는 오프라인 수업 교실에서 실시하며 우선 

온라인에서 미리 학습한 언어 관련 학습 내용을 다같이 함께 익히는 연습 

시간을 갖는다. 그 후 모바일 협력학습의 네 번째 단계인 ‘모둠 간 

협력학습’을 통해 다양한 학생 중심 수업 활동이 이루어진다. ‘모둠 간 

협력학습’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인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모둠 내 

협력학습’을 통해 생성한 문화 관련 학습 결과물을 모둠별 발표를 통해 교실 

전체와 함께 공유한다(예, 각 나라별 생일 축하방법에 대한 결과물 모둠별로 

발표).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문화적 차이점 및 공통점에 대해 발표하고 

문화간 차이점에 대해 이해 및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토의·토론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의 다양한 생활 양식, 행동, 관점, 

인식의 차이점에 대해 협력학습 활동을 통해 종합하여 정리하거나(예, 세계별 

생일 축하방법 지도 완성)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다양한 협력학습 활동을 실시하여 교실 전체와 함께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수업 내용에 따라 문화충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학습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활동(김진석, 2017)도 할 수 있다. 

교수자는 이러한 교실 전체의 토의·토론 활동 및 모둠 간 협력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하여 모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간혹 학생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갈등이 일어날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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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전체 수업 내용의 

정리를 통해 그날 학습한 내용을 학생과 함께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할 시에 추가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협력학습 활동에 피드백을 제시하는 등 그날의 전체 학습 내용 및 

수업활동을 정리해 줄 수 있다. 
 
(4) 수업 후(교실 밖/온라인) 활동 모형 
 

표 4 
수업 후(교실 밖/온라인) 활동 모형 

수업  
단계 

협력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수업 후 
(교실 

밖/온라인) 

협력학습 
정리 및 
평가 

학습자 
활동 

1)모바일 협력학습 결과물 정리하여 온라인 교실에 제시 
2)모바일 협력학습 결과물 평가: 모둠 간 상호평가 및 
피드백 

3)문화 학습 및 문화 간 경험에 대한 간단한 자기분석 
내용을 올리기 

교수자 
활동 

1)수업 성찰: 모바일 협력학습 자체 평가 . 
2)포트폴리오: 모바일 협력학습 결과물 및 학습자의 
자기분석 내용 포트폴리오화를 통해 과정 축적 
(이는 후에 수업 평가에 활용) 

 

수업 후 단계는 수업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실에서 진행된다. 본 

연구가 제안한 모바일 협력학습 활용 플립러닝 수업 모형은 수업 전 단계에 

이미 온라인 학습 및 모바일 협력학습 활동이 많이 할당되어 있어 이를 

감안해 수업 후 단계의 학습 활동은 최대한 간단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표 4에서 보듯이 수업 후 단계의 학습 활동은 1) 모바일 협력학습 결과물 

정리, 2) 모바일 협력학습 결과물 평가, 3) 문화 학습 및 문화간 경험에 대한 

간단한 자기분석 내용을 올리기이다. 우선 전체 학급 온라인 교실에 모바일 

협력학습(모둠 내 및 모둠 간 협력학습)을 통해 완성한 결과물을 정리하여 

올린다. 온라인 교실에 제시된 모바일 협력학습 결과물에 대해 학습자들은 

자유롭게 모둠 간 상호 평가 및 피드백을 실시할 수 있다. 그 후에 

학습자들은 각자 이 수업을 통한 문화 학습 및 문화간 경험에 대해 간단한 

자기 분석 내용을 올린다. 이는 후에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교수자는 수업 성찰을 통해 모바일 협력학습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수업 차시에 더 발전되고 개선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이 제시한 모바일 협력학습 결과물과 문화 학습 

및 문화간 경험에 대한 자기분석 내용을 포트폴리오화를 통해 과정을 

축적하고 후에 학습자들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 관련 수업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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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모바일 협력학습 활용  
플립러닝 수업의 평가  

 
표 5 

모바일 협력학습을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의 평가 
평가 
목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이 지식, 태도, 이해와 인식,  
기술 측면에서 발달했는가? 

평가 
방법 

1)관찰 평가: 학생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협력 활동, 수업 활동, 교사와
의 질의응답, 과업 수행 여부, 발표하는 모습 등에 대한 관찰 

2)설문/인터뷰: 수업 후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학생들과 개인 혹은 
모둠별 인터뷰 실시 

3)포트폴리오: 학생들의 협력학습 결과물 및 수업 후 학생들이 온라인 교
실에 작성한 문화 학습 및 문화간 경험 자기 분석 내용 수집하기 

평가 
내용 

1)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이 증가했는가? 
-평가 요소 4가지(김진석, 2017) 
(1)태도-호기심, 개방 
(2)지식 
-표면문화에 대한 지식 
-심층문화에 대한 지식 
(3)이해와 인식 
-차이를 이해함 
-목표 문화 인식 
(4)기술  
-의사소통 기술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 

2)본 연구의 수업에서의 적용 
(1)타문화의 생활양식, 풍습, 사고방식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는가? 
(2)타문화 대한 호기심 및 개방적 태도를 보였는가? 
(3)문화간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대조하는 기술이 증가하였는가? 
(4)문화간 차이점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각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길러졌는가?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바일 협력학습을 활용한 초

등영어 플립러닝 수업의 평가 목표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문화간 의사

소통 능력이 지식, 태도, 이해와 인식, 기술 측면에서 이루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수업의 평가 방법은 Reverte와 Clemente(2017)가 제시한 학습자 평 가

증거의 세 가지 요소인 ‘관찰’, ‘대화’, ‘결과물’에 근거하여 1) 관찰 평가, 2) 인

터뷰/설문조사, 3) 포트폴리오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진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학습의 결과뿐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학생 성장 중심

의 평가이다. 관찰 평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협력학습 활동 

및 학습과제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진단하

고 개별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업 목표 관련 학생

들의 전반적인 학습 발달 상황을 파악하고 인터뷰를 통해 학습 과정 및 결과

물에 대해 직접 개개인의 의견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수집할 수 있어 심층적

인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성찰할 수 있

어 학습의 연장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학습 결과물 및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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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대한 자기분석 내용을 수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들은 문화간 의

사소통 능력 관련 자신의 학습 과정의 변화 및 장점이나 약점 등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과거와 현재의 학습 상태를 쉽게 파악하

여 향후 개선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교육부, 2017). 

본 연구가 제시한 수업의 평가 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1) 관찰 평가: 학생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협력활동, 수업활동, 

교사와의 질의응답, 과업 수행 여부, 발표하는 모습 등에 대한 

관찰.  

(2) 설문 혹은 인터뷰 실시:  

설문: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인터뷰: 학생들과 개인 혹은 모둠별의 인터뷰 실시하여 학습의 

증거 찾기. 

(3) 포트폴리오: 학생들의 협력학습 결과물 및 수업 후 학생들이 

온라인 교실에 작성한 문화 학습 및 문화간 경험 자기 분석 

내용 검토하여 학습 발달의 증거를 수집하여 평가. 

 

수업의 평가 내용은 김진석(2017)이 제시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평가틀의 

평가 요소 네 가지인 1) 태도, 2) 지식, 3) 이해와 인식, 4) 기술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 관련 수업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식: 타문화의 생활양식, 풍습, 사고방식에 대한 지식이 증가

했는가? 

(2) 태도: 타문화 대한 호기심 및 개방적 태도를 보였는가? 

(3) 기술: 문화간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대조하는 기술이 증가

하였는가? 

(4) 이해와 인식: 문화간 차이점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각 문

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길러졌는가? 

 
 

IV. 결론  
 

우리나라 초등학교 3-6학년 영어수업 시수는 현재 2-3시간으로 교육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 외에 문화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 이를 위한 수업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고경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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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화 수업을 위한 자료 및 교수·학습 방법이 제한적이고 수업 평가 

방법 및 문화 관련 성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초등학교 영어 교실에서 

제대로 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한 수업이 구현되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어수업 교실에서 학생들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주요 목표로 주어진 시수 안에서 효과적인 언어 및 문화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 방법에 대한 실질적 정보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모바일 협력학습을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 방안을 제안하였다. 

플립러닝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실에서 하던 강의 수업을 미리 수업 전에 

온라인에서 동영상 강의로 제공하고 오프라인 교실에서는 다양한 개별 학습 

및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활동을 통해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학습 순서가 거꾸로 바뀌어 진행되는 플립러닝은 온라인에서 미리 

학습자들이 강의 내용을 학습하기 때문에 교실의 한정된 시간 외에 학습의 

기회가 증가하며 또한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협력학습이 

가능한 모바일 협력학습을 활용하는 본 연구의 플립러닝 수업 방안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 주어진 수업 시수 안에서 학습의 

효과를 보다 향상시키고 수업 진행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주는 효과적인 수업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모바일 협력학습 

활용 플립러닝 수업 방안은 학생들이 수업 전 단계의 온라인 교실에서 

교수자가 제공한 언어 및 문화 학습 관련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하고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구성 요소를 향상시키기 위한 모바일 협력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화 학습의 기회가 매우 증가하여 주어진 초등학교의 영어 수업 

시수 안에서 효율적인 문화 및 언어 수업이 가능하다. 또한 오프라인 

교실(수업 도입 및 수업 중 단계)에서 언어에 대한 학습과 문화 관련 다양한 

토의·토론 및 모둠 간 협력학습을 진행하여 학생 중심 수업을 활성화시켜 

효과적인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 수업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수업 방안은 구체적인 수업 평가 목표, 평가 방법,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수업에 실제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가 제시한 모바일 협력학습 활용 플립러닝 수업 방안은 국내 

초등영어 교실의 주어진 수업 시수 안에서 언어 및 문화를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학생 중심 수업이 활성화되어 학습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수업 

방안으로 학습자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초등영어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한 방법으로 모바일 협력학습을 활용한 플립러닝의 수업 

방안만 제시하였지 이를 직접 초등학교 교실 현장에 적용한 실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모바일 협력학습을 활용한 플립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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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안을 실제 초등학교 영어수업 현장에서 실시해 실제 수업에서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 방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 다양한 연구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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